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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여러 해외 언론과 기 들은 우리나라의 기술

신경쟁력에 해 부정 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표

으로 OECD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활성화되기 해

서는 국가 과학기술 신시스템의 폭 보완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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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우리나라 보통신 야  특허 원  간 트워크 특  술 신에 미치는 향  알아보  

해 연 하 다. 를 해 특허 를 로 ‧공공 , 학 , 업, 업 등 각 신 주체  

트워크 특  과 특허피 용 수 간 계를 트워크 (Social Network Analysis)과  항 포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사용하여 하 다.  결과, 우리나라 보통신 야 신 트워크는 도 

0.009  상 트워크  보 고 다. 또한, 연결 심 , 근 심  특허피 용수로 는 신 

과에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는 에 해, 공  지수   미한 향  미치지 못 

했고, 약  미한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것  본 트워크  신 주체 간 연결  매

우 가 워 보‧지식  산  빠르다는 것 고, 에 해 보‧지식  원천  한 어 어 다양하고 창  

신에는 한계가 다는 것  미한다. 에  결과를 로 각 신 주체    다양  개 하  한 

책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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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 on patent applicants across the network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in the ICT sector in Korea. For that, I use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and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NBR). The results about the innovation network in Korea ICT is very dense type. And the degree 

centrality and the closeness centrality had such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Also, the efficiency had not 

reached a significant effect and the constrain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we need to plan a proper policy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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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조업 수출 주의 경제 구

조에서벗어나야 하며 산학연 력, 국내외 과학‧ 신 네

트워크 연계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1].

이러한 부정 인 시각은 우리나라의 잠재 경쟁성장률과

신 경쟁력 수치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경제연구

원이 발표한 잠재경제성장률에따르면 2011년 3.2%에서

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망되어지고 있는데[2],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기 들의 망은 수치의차이만 있

을 뿐 거의 유사하다. 신 경쟁력 한 2007년 8 에서

2015년 19 까지 하락하 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

고. 우리나라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인 특허도 72%가

이른바 장롱특허이고, 사업화율은 20% 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3]. 이 듯, 반 인 미

래 경제성장 동력에 한 수치들이 나빠지고 있어

이를 주 하는 정부의 기술 신 정책에 한 재 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 신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신주체 간 기술 력 네트워크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에서 실시한 과학기술 문가 50인 상 설문조

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신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정부연구소, 학 등행 자들 사이에 력

네트워크 취약‘이다라고 지 하고 있다[4]. 2015년 과

학기술 신역량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 산학연 력은 체 2 를 기록한 반면, 기업간 력

은 22 , 로벌 력은 27 등 하 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5]. 이것은 기술 지식이 더 고도화되고 복

잡해져 독자 인 신 활동만으로는 성과 창출이 쉽지

않은 반면, 다른 신주체와의 계 형성을 통해서만

신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6], 우

리나라의 기술 신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성과 창출을 해서는 신

주체들이 신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

식 등 기술 신이 이루어지는 조직과 제도의 구조 특

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6].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 반 인 기의식과 신 주

체간 극 상호 력의 필요성을기반으로 우리나라에

합한 신 네트워크의 구조가 무엇인지, 즉, 학-정부

-기업 등 신주체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만 하는지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연구개

발 활동의 표 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데이

터를 토 로 성과 창출을 가능 하는특허 출원인 간

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특허 공동 출원인 간의 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

(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해 분석하 고, 이 네트

워크 특성이 특허 피인용 횟수에 미치는 향에 해 분

석하 다. 다른 연구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참여기

간 계로 상호 력의 특성을 확인하기도 하 지만

[7],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부지

원 기술 신 활동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 신 활동까

지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합한 네트워크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야 할 기술 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은 무엇인지에 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업종을 하나의 네트워크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 비약을 래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식재산에 한 인식 연구개발

비 이 높은 정보통신 업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론  경

2.1 트워크 

Ozman(2009)은네트워크 련 연구를크게 세가지연

구로 분류하고 있다[8]. 첫째, 네트워크 형성에 한 연구

로 네트워크 형성 참여 동기, 트 선택 방법에 한

것이 주를 이룬다[9]. 둘째, 네트워크 구조에 한 연구로

주로 네트워크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 지를 도, 연결정도, 경로거리등 체네트워크 구

조에 한 지표로분석한다[9]. 셋째, 네트워크 성과에

한 연구로 네트워크 특성과 성과 간의 계를 실증 분석

하는 데, 네트워크 특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신 주체들의 심성, 효율성, 제약성등 개별 지표를 토

로 분석한다[9].

세가지연구 , 네트워크성과 련연구에서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심성 지표로 신 주체가 체 네트

워크 내에서 어떤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밝히

는 지표이다. 주요 세부 지표로는 네트워크 내에서 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밝히는 연결 심성, 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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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개 심성이있다. 연결 심성은 연결정도를 기반으

로 한 심성으로 연결 계가 많은 주체가 높은 연결

심성을 갖게 되며, 높은 연결 심성을 갖는 주체는 주체

들 간의 지식, 정보의 거래를 개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10]. 근 심성은 연결 심성과는

달리 네트워크 내의 간 연결까지 고려하여 체 네

트워크에서 한 주체와 다른 모든 주체들 간의 거리를 강

조한다. ‘근 ’이란 한 주체가다른 주체들과직 는

소수의 개주체를 통해 얼마나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지

를 나타내는데, 근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주체

가 다른 주체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다. 높은 근 심성을 갖는 주체는 정보를 신속하게

할수 있게 되고, 높은 정확도의 정보를얻게된다[10]. 매

개 심성은 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체들 간의 계

를 통제 는 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 주체가 네트

워크 내 어디에 있는지가 심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

소이며, 주체가 네트워크 내 주체 간의 최단 경로상에

치하는 횟수를 측정하여 계산된다[10]. 다만, 매개 심

성은 업종 간 계자료 등 추가 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측정에서 제외하 다.

다른 지표로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이 형성되지 않

아 생기는 공백에 한 분석인 구조 공백 지수가 있다.

구조 공백 지수는 효율성과 제약성으로 측정할 수 있

다. 효율성은 신 주체의 연결 계에 있어서 비 복 비

율을 나타내는데, 복성이 높고, 효율성이 낮다면 구조

공백이 사라지게 되어 효용성이 낮아진다. 제약성은

이웃해 있는 신 주체들이 자신을 제약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데, 한주체가다른주체들과 연결되어있을 때, 다

른 주체들도서로 연결이 잘되어있다면그 주체는 구조

공백을 이용하여 얻게 될 효용을 잃게 되고 네트워크

에서의 장악력은 낮아지게 된다[11].

2.2 특허 보  술 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술 신 활동의 성과를 측정

하는 지표로 특허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기

술 지식의 발생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에서 정책 자료

등에서 특허 지표를 요시 여기고 있다[12]. 다만, 각 특

허들이 갖고 있는 기술 , 경제 요성이 다르기 때문

에 단순한 특허 출원건수와 기업의 성과와의 계는 유

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13]. 한, 성과를 과시하기

해 특허 수 부풀리기, 불필요한 특허출원남발 등도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의질을 평가하기 한여

러 지표가 제안되었는데, 일반 으로 알려진 지표로는

피인용 수, 패 리 수, 청구항 수 등이 있다[14].

특허 피인용 수는 특정 특허가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인용되는 횟수를 기술의 가치나 요성을 표 하는 지표

이다[15]. 해당 특허를 다른 특허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

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인

가치창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특허의 품질을 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16]. 특허 패 리 규모는 직 으로 해당 특허의 지역

인 보호범 를 나타내며, 간 으로는 해당 특허가

가지는 기술 요성과 신성과로서의 가치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16].

2.3 신주체  삼 나  (Triple Helix)

Lundvall(1992)은 의의 국가 신시스템에 해 기

업의 연구개발부서, 기술연구소, 학교 등 신 주체간

의 기술 신을 한 탐색‧탐구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

다[17]. 다음에 설명할 삼 나선 구조 모델은 국가 신시

스템의 에서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간의 유기

력 계를 설명함으로써 국가 신시스템의 역동성

과 네트워크의 발 단계, 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분석

하고자 하는 이론 분석틀이다.

Leydesdorff 등(2000)은 삼 나선 구조 모델을 국가주

의 모델, 자유방임형 모델, 상호작용 모델의 세가지

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18]. 국가주의 모델은정부

가 강한 향력을 발휘하여 학, 기업을 통제하는 방식

으로 인 ‧수동 으로 력하는 특징을갖는다[18]. 자

유방임형 모델은 각각의 신 주체가 느슨한 연결 계를

갖으면서 각자의 역에서 독자 으로 활동하는 자율성

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18]. 상

호작용 모델은 정부, 학, 기업이 수평 계를 유지

하면서 서로의 역을 공유‧ 력하는 특징을 갖는다. 정

부는 신을 주도하기 보다 력을 진하기 해 노력

하며, 간조직이 재‧ 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18].

Leydesdorff 등(2000)은 공동 연구를 비롯한 지식 생

산과정의 ’독립 , 경쟁 , 상호 정보 교류‘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역동 삼 나선 구조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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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삼 나선 구조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공공

기 , 학교, 기업의 세 신 주체가 반복 으로 새로운

연결 계를 형성하면서 변화하는 동 인 특징를갖게 된

다는것이다[18]. 따라서, 이러한동 인 특징을 기술 신

정책에 반 하기 해 재의 정부‧공공기 , 학교, 기

업 간 상호 력 양상 네트워크 특성을 면 히 살펴

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  

3.1 

본 연구는 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등 신 주체

간의 연결 계양상을 알아보고, 그 계 양상이 신

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허 피인용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합한 신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 이를 해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국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등록된 특허 데이터 , 2개

기 이상이 공동 출원한 특허 데이터를 추려서 조사하

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로 한정한 것은

통상 인기업간 거래 계가 평균 3.26년이라는연구 결

과에 따른 것이다[19]. 한, 속히 발 하는 분야의 경

우, 등록된 특허가 다른 특허에 피인용되는 기간이 통상

으로 4년 정도라는 기술 순환 주기(Technology Cycle

Time) 조사 결과를 용하여[12] 2012년까지의 등록 특

허로 한정하 다. 업종은 정보통신업 에서 상, 음향,

방송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통상 으로 ICT산업이라고

불리는 세부 업종을 선정하 는데, 서비스업은 ‘컴퓨터

로그래 ,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은 ‘ 자부품제조업’,

‘컴퓨터 주변장치제조업’을 상으로 하 다. 모든 연

구는 업종별 차이 을 반 하기 해서비스업과 제조업

으로 나 어 실시하 다. 데이터의 출처는 특허정보 제

공 기업인 윕스온(www.wipson.com)의 데이터를 사용하

는데, 이것은 윕스온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

이터와 연동하고 있고, 특허청 서비스(www.kipris.or.kr)

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허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서비스업의 경

우, 총 24,121개 등록특허 , 공동출원 특허 724개, 출원

기 619개를 연구 상으로 하 고, 제조업은 11,399개

등록특허 , 공동출원 특허 572개, 출원기 564개를 연

구 상으로 하 다.

3.2 변수  연

종속변수는 신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특허피인용

횟수를 로그화하여 사용하 다. 독립변수는 네트워크 내

에서 각 신 주체의 연결 비 을 측정하는 연결 심성,

근 심성을 사용하 고, 연결 계에서 효율성, 제약성

의 구조 공백지수를 사용하 다. 통제변수는 우선, 기

별 특수성을 반 하기 해 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소기업을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 두 번째

통제변수는 특허 패 리 수를 사용하 다. 특허 패 리

수는 해당 특허가 보호받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며, 특허

의 기술 요성과 신성과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

표이긴 하지만[16]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이 기술의

가치와 상 없이 출원기 의 행정능력, 재무능력 재무능

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모델은 우선 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등

신 주체 간 네트워크 특성을 알아보기 해 소셜네트워

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 소셜네트워크분석법을 사용한 이유는 소셜네트

워크분석법이 개별 구성원에 을 맞춘 기존 분석법과

는 달리 개별 구성원 간 계에 을 맞춘 분석법으로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는 데에 좋

은 분석법이기 때문이다. 분석도구로는 UCINET 6.0을

사용하 다. 한, 분석을 해 공동 출원기 간 연결을

행렬로 구축하 는데, 그 행렬은 행과 열이 같은 1원 모

드이고, 연결 계 유무를 1과 0으로만 구성된 비방향‧이

진형 행렬이다. 연결 계의 강도를 표 할 수 있는 계량

형 행렬로 구성하지 않고 이진형 행렬로 구성한 것은 계

량형 행렬로 구성할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이나 학교

일수록 연결 횟수가 많을것이고, 기 규모에 따른 왜곡

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연구모델로는 부정 이항분포 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 다. 종속변수인 특허피

인용수가음수가아닌정수 값을 가지므로[9], 이경우 선

형회귀모형은 합하지 않을 수 있다[20]. 이에 한

안으로 포아송(Poison) 회귀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특허 피인용 데이터의 경우 종종 분산값이 크고, 분산이

평균을 과하기도 하므로, 평균과 분산이 같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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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회귀모형은 합하지 않다[20]. 이에, 안으로종

속변수의 표 편차가 평균값보다 큰 이상분산의 모습을

보이는 부정 이항분포 모델을 사용하 다. 부정 이

항분포 모델은 포아송 회귀 모형에 데이터의 이질성을

반 하는 변수를 포함시켜 포아송 회귀모형을 일반화시

키는 통계분석 방법으로서 신뢰구간이 포아송회귀 모형

에 비해 더 작게 된다[9].

3.3 가  

여러 기존연구를 통해 신 주체간 심성이 높을수

록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심성이 높을수록 특허 피인용 횟

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 신 주체 간 연결 심성이 높을수록 특허 피

인용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2 : 신 주체 간 근 심성이 높을수록 특허 피

인용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구조 공백에 한 이론 배경을 토 로 효율성이

높으면 구조 공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질 것

으로 상되어 특허 피인용 횟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 신 주체 간 효율성이 높을수록 특허 피인용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 배경을 토 로 제약성이 낮을수록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상되어 특허 피인용 횟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4 : 신 주체 간 제약성이 낮을수록 특허 피인용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4. 트워크  

4.1  

소셜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Table 1>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 다. 이 측정값을 통해 네트워크의 체 형

태 속성을 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나

어 분석하 다. 우선, 서비스업의 경우 총 가능 연결선

수 383,779개 , 3,380개가 연결되어 0.009의 도 수치

가 도출되었다. 신 주체 당 연결은 5.46개로 나타났고,

평균 경로거리는 3.8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총 가능 연결

선수 318,658개 , 2,804개가 연결되어 0.009의 도 수

치가 도출되었고, 신 주체 당 연결은 4.972개, 평균 경

로거리는 5.1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통

신업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네트워크 구조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이 서비스

업보다 경로거리가 긴 것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기술진보를 수용하거나 신활동의 확산이 더욱 폭넓고,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22]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덕희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공동연구네트워크는

도(0.000917), 평균연결(5.285), 평균 경로거리(3.942)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유럽의 네트워크에 비해

조 하고 강력하게 연결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Index Service Manufacture Lee(2011)

Patent(Project) 724 572 2,829

Organizations 619 564 5,763

Availiable Connection 383,779 318,658 16,606,324

Actual Connection 3,380 2,804 15,228

Density 0.009 0.009 0.000917

Average Link 5.460 4.972 5.285

Most Degree 4 4 4

Average Degree 3.8 5.1 3.9

Longest Degree 9 14 10

<Table 1> Structure Analysis

[Fig. 1] Service Sect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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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ufacture Sector Network

4.2 신 주체별 특  

4.2.1 연결 심

다음은 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등 신주체 별

로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지를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양질의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 출원기 구성에 한 시사 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하 다. 우선, 연결 심성을 살펴 보았다. 연결

심성은 직 연결 계가 많은 신 주체가 높은 연결정

도 심성을 갖게 된다.

체 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연결 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높은 연결 심성을갖는 신 주

체는 학교로 서비스업에서 0.702, 제조업에서 0.648의

수치를 보 다.

Service Manufacture

Public 0.511 0.551

University 0.702 0.648

Big Company 0.384 0.467

S&M Company 0.201 0.235

<Table 2> Degree Centrality

그 다음은 정부‧공공기 으로 서비스업에서 0.511, 제

조업에서 0.551이었다. 그 뒤를 기업과 소기업이 이

었다. 다소 특이한 은 서비스업에서는 학과 다른 기

과의 심성 격차가 컸던 반면, 제조업은 상 으로

각 신주체별 격차가 작았다. 이것은 서비스업이 인

자원 투입이많은 반면, 제조업은 자본, 기계등 물 자원

투입이 많아 상 으로 자원투입 여지가 많은 정부‧공

공기 , 기업의비 이높아진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4.2.2 근 심

다음은근 심성을살펴 보았다. 근 심성은 네트

워크 내에서 한 신 주체가 다른 신주체와얼마나가

까이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결 심성은 직

인 연결을 고려하지만, 근 심성은 간 인 연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직 인 향력 뿐만 아니라 간

인 향력을 모두 포함한 좀 더 포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 근 심성이작다는 것은 경로거리가 짧아,

빠르게 다른 신 주체와연결할 수 있고, 높은 정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10].

Service Manufacture

Public 0.192 0.246

University 0.212 0.246

Big Company 0.201 0.233

S&M Company 0.186 0.215

<Table 3> Closeness Centrality

근 심성은 정부‧공공기 , 학교, 기업, 소기

업의 수치가 비슷하 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서비스업

이 제조업에 비해 다소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것은 제조업의 역사가 서비스업보다 오래 되어 간 으

로 연결될 수 있는 트 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2.3 

다음은 구조 공백을 분석하기 한 효율성을 살펴

보았다. 구조 공백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을 형성

하지 못 하게 되어 생기게 되는 공백에 한 분석이며,

치 인 이 을 이용하여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11].

구조 공백 지수 , 효율성은 신 주체의 연결 계에

있어서 비 복 비율을 나타내고, 만약 복성이 높다면

구조 공백이 사라지게 되어 신 주체가 얻게 되는 효

용성은 낮아지게 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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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anufacture

Public 0.878 0.879

University 0.912 0.580

Big Company 0.933 1.856

S&M Company 0.920 0.950

<Table 5> Efficiency

서비스업의 경우, 각 신주체의 효율성이 거의 비슷

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효율성이 다른 신

주체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특히, 그 에서도 학교의

효율성이 히 낮았는데, 이것은 학교의 연결 트

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업은 매우 다양한

력 트 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는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할 확률이 상 으로 높은 반

면, 기업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4 약

다음은 구조 공백을 분석하기 한 제약성을 살펴

보았다. 제약성은 이웃해 있는 신 주체들이 자신을 제

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신 주체가 다른

신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신 주체들 사이도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구조 공백을 이용하여 얻

게될 효용이 낮아져 네트워크 내에서의 장악력 한 낮

아지게 된다[11].

Service Manufacture

Public 0.784 0.466

University 0.644 0.293

Big Company 0.830 0.530

S&M Company 0.977 0.793

<Table 6> Constraint

서비스업의 경우, 체 으로 제조업에 비해제약성이

높았다. 그 에서도 소기업, 기업의 제약성이 높았

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결과

를 래한다. 제조업의 경우, 학교의 제약성이 가장 낮

았다. 이것은 학교가 력 트 와의 연결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체하기 어려운 치를

차지하고 있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것은 앞서 설명했던 매개 심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인데, 정보의독 확보로 이어질 수있다는 것을 보여

다.

4.3 시사

앞 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네트워

크 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통신업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결 양상은 비슷하다. 다만, 서비스업의 평균

연결거리가 다소 짧다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 연결될 수

있는 트 가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기술진보 확산이 더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신 주체별 심성과 구조 공백 지수 측정에서

는 체 으로 학교의 심성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공히 모두 비슷한데, 우

리나라 기술 신에서 학교가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가 학교로 집 됨에 따

라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

교 한 다양한 신 주체와 연결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반해 기업은 다양한 신 주체와의 연결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트워크 특 과 신 과 간 계

5.1 비스업  결과

본 장에서는 서비스업에 포함된 신 주체의 연결

심성, 근 심성, 효율성, 제약성등 네트워크 특성과 특

허피인용횟수로나타낸 신성과간 계를분석하 다.

기 구분, 패 리수 등 통제변수만으로 종속변수와의

계를 분석한 model1부터 독립변수인 연결 심성(model2),

근 심성(model3), 효율성(model4), 제약성(model5)을

각각 종속변수와 분석한 모델로 구성하 다.

<Table 7>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결 심성과 근 심성은 모두 신 성과에 강한

정 인 향을미치는것(유의수 1%)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 로 서비스업에서는 가설 1, 가설 2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원  간 상 력  술 신에 미치는 향

9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83-93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Organization
-0.098858*** -0.076997*** -0.088219***

(0.000) (0.002) (0.000)

Family
0.0093407*** 0.0025149 0.0082232***

(0.000) (0.305) (0.000)

Degree
0.0226949***

(0.000)

Closeness
2.665628***

(0.000)

constant
1.142836*** 1.021497*** 0.5964284***

(0.000) (0.000) (0.000)

Log likelihood -947.1998 -941.4415 -938.9275

Prob>chi2 0.0000 0.0000 0.0000

Number 616 616 616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7> Service Sector Analysis Ⅰ

<Table 8>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은 신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약성은 신 성과에 해

강한부정 인 향을미치는 것(유의수 1%)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를 토 로 서비스업에서는 가설3을 지지하

지 않았고, 가설4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odel1 model4 model5

Organization
-0.0979249 -0.0979249*** -0.0336064

(0.000) (0.203)

Family
0.0093531*** 0.004761***

(0.000) (0.003)

Efficiency
-0.0639229

(0.657)

Constraint
-0.7177784***

(0.000)

constant
1.198462*** 1.582103***

(0.000) (0.000)

Log likelihood -947.10224 -927.93922

Prob>chi2 0.0000 0.0000

Number 616 616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8> Service Sector Analysis Ⅱ

5.2 업  결과

본 에서는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신 주체의 연

결 심성, 근 심성, 효율성, 제약성 등 네트워크 특성

과 특허피인용 횟수로 나타낸 신성과 간 계를 분석

하 다.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Organization
-0.116204*** -0.086203** -0.098679***

(0.002) (0.027) (0.009)

Family
0.0268673*** 0.0092905 0.0246642***

(0.000) (0.189) (0.000)

Degree
0.3756142***

(0.003)

Closeness
1.701419**

(0.025)

constant
0.3568331*** 0.1849894 -0.080475

(0.007) (0.207) (0.735)

Log

likelihood
-691.70224 -687.54271 -689.21975

Prob>chi2 0.0000 0.0000 0.0000

Number 564 564 564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9> Manufacture Sector Analysis Ⅰ

<Table 9>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결 심성은 신 성과에 강한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유의수 1%)으로 나타났다. 한, 근 심성

은 신 성과에 간정도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유의수 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

로 제조업에서는 가설1, 가설2 모두 지지하 다.

Variables model1 model4 model5

Organization
-0.116204*** -0.1170204*** -0.501062

(0.002) (0.002) (0.206)

Family
0.0268673*** 0.0266823*** 0.0221907***

(0.000) (0.000) (0.000)

Efficiency
0.0044881

(0.681)

Constraint
-0.493979***

(0.000)

constant
0.3568331*** 0.3555589*** 0.4601551***

(0.007) (0.007) (0.001)

Log likelihood -691.70224 -691.62294 -677.21558

Prob>chi2 0.0000 0.0000 0.0000

Number 564 564 564

***=significance at 0.01 level,

**=significance at 0.05 level

*=significance at 0.1 level

<Table 10> Manufacture Sector Analysi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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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의 결과를 통한 연구 모형의 합도는

Prob>ch2=0.0000의 결과를 통해 유의수 1%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했으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은 신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약성은 신 성과에 해

강한부정 인 향을미치는 것(유의수 1%)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를 토 로제조업에서는 가설 4를 지지하지

않았고, 가설 5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시사

앞선 결과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서비스업과제조업

에서 모두 연결 심성은 신 성과에 강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 으로 많은

트 와 연결되어 있는 신 주체가 신 성과도 높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근 심성도 비슷한 결과

를 보 는데, 역시 직‧간 으로 연결수가 많은 신 주

체의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조 공백 측정을 한 효율성은 신 성과에 유의

미한 향을 보이지 못 했다. 이것은연결의 비 복을 통

한 구조 공백의 발생이 신 성과 창출과 계가 없다

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조사한

기존 연구와 다른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개방형 신 문화를 반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정부‧연구기 , 학교가 심 인 역할을 하는 네

트워크에서는 구조 공백을 통한 개방형 신 문화가

정착되지 못 한 향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성은 신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사한 이웃의 간

섭을 배제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독자 인 치를 가져

야만 신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다른 유형의 신 주체 간 연결이 신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신 네트

워크의 유형을 살펴보고, 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의 표 인 성장동력 산업인정보통신 분야

를 상으로 특허피인용으로 표되는 신 성과를 분석

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 창조경제 성공을 한

국가 신시스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시사 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신 네트

워크는 학교와 정부‧연구기 심의긴 한 력 계

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신 네트워크와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여 히 우리나라의 신 활동은 개방형 신보다는

정부 하방형 폐쇄형 신에가깝고, 이를통해 성과를 창

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

음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력네트워크의 촘촘함을 정책 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결 심성, 근 심성이 높은 신 주체가 성과

가 높다는 것은 각 신주체의 심성을 높여야 하므로,

체 네트워크 내에서 력 계가 매우 긴 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에서의 성과 창출을 해 정보

연결을 매개할수 있는 재기 이필요하다. 다만, 정

보만을 독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함께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재기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가 기술 신에서 요한 치를 차

지하고있지만, 그 력 범 는 소한것으로 보인다. 이

에, 보다 넓은 범 의 신 주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 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

한 주체들 간의 력 보다는 서로 다른 유형의 주체들과

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 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허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성과

도 함께 다룸으로써 성과 창출의 직 인 효과도 함께

분석할필요가 있다. 한, 정보통신분야뿐만아니라바

이오, 나노등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분야

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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